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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FDM systems, synchronization is one of the most critical
problems, as timing offset can cause interferences between symbols
and frequency offset can raise interferences between sub-channels
or cyclic-shifts of the frequency domain signals. The new
communication standard IEEE802.16d-2004 often called WiMAX
employs repetitive preambles to estimate the offsets by taking
correlations among preambles. However the two offsets have been
treated independently in most of the previous works, resulting in
inefficient implementations. In this paper, a new architecture that
can estimate both fine timing offset and integer frequency offset at
once is proposed to achieve efficient hardware implementations. In
addition, the proposed architecture produces better estimation
accuracy than the previous works.

정밀한 시간 동기를 추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
로 나눌 수 있는데, 프리앰블의 반복적인 구조에서의 자기
상관 함수를 사용하여, 그 값이 정해진 문턱 값 보다 작아
지는 시점을 경계 점으로 정하여 시간 동기를 추정하는 방
식과[2][3], 정해진 프리앰블과 수신 신호 사이의 상호상관
을 사용하여 그 값의 첨두 치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4].
전자의 경우 주파수 옵셋에 덜 민감한 반면에, 추정 오차가
큰 편이고, 후자의 경우 정확한 추정이 가능한 반면에 주파
수 옵셋에 민감한 문제점이 있다.
b) 주파수 옵셋 추정

1. 서론
OFDM 기반의 시스템에서, 수신 신호에 대한 시간과 주
파수 동기는 전체 성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OFDM 기반의 시스템 중, 현재 가장 활
발하게 상용화가 진행 중인 WiMAX 의 IEEE802.16d-2004
표준[1]을 만족하는 수신기에서의 시간과 주파수 동기 문제
를 고찰하고, 시간 동기와 정수 배의 주파수 동기를 동시에
추정하는 효율적인 구조를 제안한다. 그리고 제안된 방식을
기존의 방식과 비교하여 실제 채널환경하에서 성능을 검증
하였다.

수신기에서는 수 GHz 대역의 RF 신호를 기저대역으로 다
운 컨버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 중에 주파수 옵셋이
발생한다. 이 값은 보통 부 채널 사이의 간격으로 정규화
된 값으로 나타내고, 프리앰블의 반복적인 구조를 사용하여
동일한 두 수신신호의 위상 차를 측정하여 추정한다[2]. 그
러나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 가능한 범위는 프리앰
블의 반복주기에 반비례 하게 되는데, 표준에서의 최대 추
정 가능 범위는 부 채널 간격의 -2 배~2 배가 된다[1]. 그런
데, 표준에서는 최대 주파수 옵셋을 전송 주파수의 ±8ppm
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1.5Mhz~10Mhz 의 다양한 대역폭과

2. 동기화 문제

지역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2~5GHz 대의 다양한 전송 주파

IEEE802.16d-2004 는 버스트 방식의 OFDM 시스템으로써,

수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1], [2]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추

프레임 단위의 데이터 전송을 기본으로 한다. 송신기에서

정 가능한 범위 외에 부 채널 간격의 정수 배 주파수 옵셋

수신기로 전송하는 프레임은 항상 그림 1 과 같은 프리앰블

의 추정이 필요하다.

로 시작되며, 수신기에서는 보통 이러한 프리앰블구조를 사
용하여 동기화를 수행한다.

정수 배 주파수 옵셋은 주파수 영역의 신호를 사용해서
추정할 수 있는데, 이 옵셋은 주파수 영역신호의 순환 이동
을 의미하므로, 수신된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여
순환이동 량을 변화해 가면서 이미 알고 있는 신호와의 상

그림 1. 다운링크 프리앰블 구조
a) 시간 동기 추정
그림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운 링크 프리앰블은 크게
길이 64 의 네 개의 시퀀스와 길이 128 의 두 개의 시퀀스
로 나눌 수 있는데 시간 동기는 이러한 두 개의 시퀀스 사
이의 경계를 알아내어 OFDM 복조를 시작하는 시점을 정
하는 것으로, 길이 64 의 네 개의 시퀀스의 마지막 부분을
정확히 알아내는 것으로 표준에서는 시간 동기의 추정 오
류를 기저 대역에서의 4 샘플까지 허용하고 있다[1]. 이러한

호상관 값을 사용하여 구한다[5]. 그러나 이 방법은 신호의
시간 동기 오류에 매우 민감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이 제시되었다[6].
3. 제안하는 구조
정수 배 주파수 옵셋을 추정하기 위해 기존 방법들을 사
용하면 수신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바꾸기 위해 DFT 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하드웨어 오버헤드와 지
연 문제가 있다. 또한, [6]에서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여 추
정하게 된다면, 매우 정확한 시간 동기 추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수 배 주파수 옵셋의 추정과 정밀한 시간 동

3~20dB 상에서 이루어 졌다. 그림 3(a)는 SNR 에 따른 시간

기 추정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기 추정 RMS 오류를 나타낸다. 기존의 자기상관함수와

제안하는 방식은 수신 신호와의 상호상관을 구하는 정해

고정된 문턱 값을 사용하는 방식에 비해 본 논문에서 제안

진 신호를 표준에서 허용하는 주파수 옵셋만큼 미리 왜곡

하는, 미리 왜곡된 신호와의 상호상관방식의 추정이 더 정

시켜서 이를 상호상관에 사용한다. 이 때에 사용되는 수신

확한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b)는

신호는 부 채널 간격보다 작은 주파수 옵셋이 미리 보상되

SNR 에 따른 정수 배 주파수 옵셋의 추정 오류 비율을 나

어 정수 배의 옵셋만 남아 있다고 가정한다. 이와 같은 방

타낸다. [5]의 방법은 자기상관을 사용하여 부정확한 시간동

법으로 k 만큼의 정수 배 주파수 옵셋으로 미리 왜곡된 신

기 오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인해 매우 안 좋은 성능을

호 sk 는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W Nki 는 정수 배

보이며, 제안된 방식은 [7]에서 제시된 개선된 방식과 비교

주파수 옵셋을 위한 왜곡 성분을 나타낸다.

해도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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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의 최대값을 택하여, 그 값의 시간 영역에서의 첨두
치를 이용하여, 정수 배 주파수 옵셋과 함께 정확한 시간동
기를 (2)와 같은 방식으로 추정한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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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 r ro r [% ]

미리 왜곡된 신호들과의 복수의 상호상관을 구한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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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동기와 정수 배 주파수 동기 추정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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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복수의 상호상관을 구하여 정수 배의 주파수 옵셋과 시
간 동기를 동시에 추정하는 구조로서, 최종적으로 부 채널
간격의 -6~6 배까지 의 주파수 옵셋 추정이 가능하고, 이는
표준에 정의된 허용 범위를 포함한다. 또한, 상호 상관은
부호로 양자화된 값을 사용하므로 추가적인 하드웨어는 매
우 간단하다. 그리고 모든 추정이 시간 영역에서 이루어지
므로, 추가적인 신호 변환 과정과, 그로 인한 하드웨어 오
버헤드가 없다.
rˆn
Sign(( s[63])* )

Sign((s1 )* )

Sign(( s[63]WN−63⋅4 )* )

Sign(( s[64]WN64⋅4 )* )

Sign ((s1WN4 )* )
Sign(( s1WN−4 )* )

Sign(( s[63]WN63⋅4 ) * )

그림 2. 제안하는 구조
3. 실험 결과
실험은 SUI-3 [7] 와 동등한 채널 환경 하에 이루어 졌으
며,

표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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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동기 추정

3. 결론

그림 2 는 이렇게 미리 왜곡된 신호를 사용하여 병렬적으

Sign(( s[64]WN−64⋅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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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동기 추정 성능 (a) 시간 동기 추정 (b) 정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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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파수 옵셋만이 존재하는 수신 신호이며, n, k 를 통해

Sign(( s[64])* )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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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고

있는

성능

평가

SNR

구간인

본 논문에서는 WiMAX IEEE802.16d-2004 의 프리앰블 구조
를 사용하여 시간 동기와 정수 배 주파수 옵셋을 동시에
추정하는 새로운 구조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구조를 통해,
시간 동기와 정수 배의 주파수 옵셋의 추정은 시간 영역의
신호를 사용하여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에, 하드웨어 오버헤드와 불필요한 연산을 줄일 수 있
다. 또한, 제안된 구조의 추정 성능이 기존의 방식과 비교
하여 우수하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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